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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호주 경찰, 이민성 혹은 국세청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
이 책자는 이민성 직원, 경찰관 그리고 다른 호주 정부 기관의 직원과 대면했을 때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주 성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호주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어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할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이민성 직원, 경찰관 혹은 그 외 담당자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하는 언어와 다릅니다.
호주에서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는 곳에서 혹은 일과 관련된 광고를 통해
호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이나 경찰관과 대면 시 묵비권을 행사 할수있으며 통역가나 변호사와 연락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민성 직원이나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let
Alliance)의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성 직원이나 경찰관과 대면할 때 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정부 직원과 대화 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제공할 경우, 사생활 침해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호주 정부 직원은 여러분이 알려 주는 연락처를 기재할 수도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읽거나 불법적으로 열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과 경찰은 여러분이 말한 내용과 관련해 보통 짧은 메모를 남길 것이고 추후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메모를 기록으로 남겨 둘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 책자는 관련 법규 전체 혹은 권리가 수록된 것이 아닌 단순한 가이드북입니다. 상황과 관련된
다른 법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경찰, 이민성 혹은 호주 국세청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법적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3
Scarlet Alliance Migration Project
http://www.scarletalliance.org.au/korean

호주 경찰, 이민성 혹은 국세청 직원과 대면 시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사항

경찰과 의사 소통 시
경찰과 의사 소통 시
일반적

(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경찰과 대면 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호주인 및 비호주인 모두는 정부나 공무원에게 독단적이거나 불공정하게 대우 받지 않도록
법률과 보호 방책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받게 됩니다
https://swsi.moodle.tafensw.edu.au/pluginfile.php/522436/mod_resource/content/2/Australian%20L
egal%20System.pdf (Accessed: 22/09/2015).

영주권 및 비영주권자를 포함한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자에 정해진 일정한 조건을
제외한 똑같은 권리를 부여 받게 됩니다.
호주는 여덟 개의 주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착취 및 인신매매 법과 같은 일정한
형법은 호주 정부가 규정하며 모든 주와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좀더 세부화된 성노동법은
주와 지역 정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각 주와 지역마다 세부화된 다양한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성노동이 불법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합법적이며
허가되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성 노동이 불법입니다. 성노동 업소의 운영이 허가된 구역에서의
관련 법규는 그 주의 지방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관련 법규는 여러분이 호주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사하고 있는 일의 장소나 분류에 관계 없이 호주 정부 기관은 여러분의 일터를 방문할 때 각
조직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호주 정부 기관이 방문했을 경우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요약하고 있습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이주 프로젝트는 성노동을 위해 호주를 여행하려 하거나 호주에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과 비자에 관한 개요를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칼렛
얼라이언스의 웹사이트에서 중국어, 한국어 또는 태국어로 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carletalliance.org.au/thai
www.scarletalliance.org.au/chinese
www.scarletalliance.org.au/korean
여러분은 성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혹은 이민성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


그들이 대화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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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욕을 할 경우 경찰관은 여러분에게 이에 관한 혐의를 물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18세 이하일 경우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 생년월일을 경찰관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허위 이름과 주소를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말하는 모든 내용은 기록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진술서에 관해 말하거나 쓰거나 혹은 싸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경찰 심문에 답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질문을 하거나 현장에서 심문을 할 경우



여러분을 체포하거나 체포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관과 이민성 직원이 함께 혹은 단독으로 여러분을 방문했을 경우

일단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나서는,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영어로-

"I do not want to say anything at this stage" "아이 두 낫 원투 세이 애니띵 앳 디스 스태이지"
혹은 “노 코멘트”)라고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경찰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이름, ID 번호, 소속 경찰서 및 계급



특정 정보를 질문하는 이유

경찰관은 여러분을 체포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러분께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체포한다는 사실



체포되는 이유



경찰관의 이름 및 배지 번호



소속 경찰서

경찰관과 대면 시 여러분은 필요할 경우 법적 조언과 통역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체포 시 경찰관과 다투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체포 혹은 합법적 구류를 거부한 혐의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이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했을 경우 동의하지 않거나 체포되지 않는
한 반드시 경찰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경찰관에게 “제가 체포되었습니까?” ("Are
you arresting me?", "알 유 어레스팅 미?")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법적 대표를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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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으며, 만18세 미만일 경우 반드시 보호자 (부모, 보호자, 청소년 사회 복지사, 사무
변호사)가 경찰관과 대면 시 동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18세 미만일 경우 아래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국립 아동 및 청소년 법률 센터 http://www.ncylc.org.au/welcome2.htm 혹은



샵프론트 청소년 법률 센터 http://www.theshopfront.org/7.html

만18세 미만과 관련된 특정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이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stuff.org.au/



http://www.theshopfront.org/documents/police_powers_and_your_rights_004524341
v44.pdf

수색 – 경찰관은 여러분이 무기, 불법 약물 혹은 훔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수색할 자동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경찰관은 여러분이 동의하거나
영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수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노동자를 수색할 경우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들을 담당하는
게이나 레즈비언 담당 직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색 시, 여러분은 남성 혹은 여성 경찰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지문 및 DNA - 여러분이 만14세 이상이며 주차 벌금을 제외한 약물, 절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의 혐의가 있었다면 경찰관은 여러분이 구류되어 있는 동안 오직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미만일 경우
경찰관은 이를 위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나이에 관계 없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경찰은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머리카락이나 타액의 샘플을 이용하여 DNA 샘플을 추출하기 원할 경우에도 법원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미
혐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지문, 사진 혹은 DNA를 위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시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만일 가지
않을 경우 경찰관은 샘플을 얻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호주 범죄법 1914, 항목 3C에 따르면:
몸 수색이란:


(a) 겉옷을 손으로 빠르게 훑으면서 실행되는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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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몸에 지니거나 입은 물품 중 손쉽게 혹은 자발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조사

일반 수색이란 해당자 혹은 해당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수색을 의미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a) 외투, 코트 혹은 재킷과 장갑, 신발 그리고 모자의 탈의를 요구



(b) 그 물품에 관한 조사

알몸 수색이란 해당자 혹은 해당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수색을 의미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a) 입고 있는 모든 의복의 탈의를 요구



(b) 신체 (체강을[신체 내부] 제외) 그리고 모든 의복을 조사

참조: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ca191482/s3c.html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233/Download (Accessed: 22/09/2015).

주의: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성매매 법 2000의 29항은,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에 의한
체강[신체 내부] 내 수색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관세 법령 1901(Cth)의 219Q항은 세관 직원 혹은 경찰관이 혐의를 받은 자가 위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구류 담당 직원이나 경찰관이
해당자를 구류하고 수색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금지된 물품”이란:


호주의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수입과 수출이 금지된 물품



호주의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수입과 수출이 제한 혹은 조건화된 물품



관세법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

이 법령은 알몸 수색을 허가하지만 수색은 반드시 구류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성별을 가진 세관
직원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www.comlaw.gov.au/Details/C2011C00225/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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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있는 성노동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법률 당국에 관한 요약
(www.scarletalliance.org.au/laws를 방문하시거나 지방 성노동자 조직에 연락하셔서 각 주와
지역의 법률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관할구

주요 법령

뉴사우스웨일즈

위법 행위와

(New South Wales)

관련된
법령1988 요약

관련 당국


경찰은 성노동 업소에 진입시 수색 영장이 필요



지방 의회가 성노동 법률의 주 당국임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관은 구류자의 의도에 반하여
체강[신체 내부] 수색을 진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퀸즈랜드

성매매 법 1999



(Queensland)

경찰관은 교사죄(敎唆罪)와 관련된 위법 사항에서
면제되고 성노동자들을 유도하여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여할 수 있음



경위보다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하는데 영장이 필요 하지 않음



허가된 조직의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소지할
경우 경찰관은 물품을 수색하고 압류할 수 있음



성노동 허가 당국



위원, 수석 경찰관 혹은 위원,수석 경찰관이

사우스

위법 행위와

오스트레일리아

관련된 법령

서면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한 모든 경찰관들은

(South Australia)

1953 요약

성노동 업소로 추측되는 장소에 언제라도 진입하여
수색할 수도 있음

타스매니아

성 산업 위밥

(Tasmania)

법령 2005



지방 의회는 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에 관여할
권리가 있음



경찰력이 확장되었음.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체포나
진입이 가능하며 경사 혹은 그 위의 계급을 지닌
경찰관들은 재정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 위원은 성노동 운영을 취소하는 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

빅토리아 (Victoria)

성매매 관리



법령 1994

경위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경찰관은 언제라도 특정
장소에 진입할 수 있음



특정 상황에서 영장 없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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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할 수 있음


비즈니스 허가 당국



경찰관은 유죄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웨스턴

경찰법 1892

오스트레일리아

범죄 규약 1902

실행할 수도 있으며 이에 관해 완전한 면책을 부여

(Western Australia)

성매매 법령

받음

2000



경찰관은 영장 없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경찰관은 성노동 업소로 추정되는 모든
장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 주택을
포함함.



경찰관은 영장 혹은 혐의 없이 수색, 압류 및 구류를
실행할 권한을 가짐. 이것은 알몸 수색 혹은
체강[신체 내부] 수색 명령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범죄 의도 추정만으로 이와
같은 수색을 실행할 수 있음. 그러나 체강[신체
내부] 수색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지만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구류되거나
경찰관과 함께 수색을 위해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를 방문할 수 있음 (성매매 법 2000의
29항). 성노동자들은 ‘합리적인 필요에 의한 기간
동안’구류될 수 있으며 경찰은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음.



성노동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 질문에
대답을 거절하거나 서류 작성을 거부할 경우 2년
간의 감옥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경찰관은 또한 이동 경고와 금지 명령을 발급할 수
있음. 이동 경고 (세 곳 혹은 네 곳의 시내 지역의
지도가 첨부)는 성노동자로 추정되는 자가 그
지역에 24시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며 발급
즉시 효력이 발생함

노던 테리토리

성매매 규정

(Northern Territory)

법령



경사보다 상위 계급의 경찰 위원에 신청함으로써
경찰관은 성노동 업소나 에스코트 업체로 추정되는
현장에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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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트 업체 라이센스 위원회



경찰관은 아동 성매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오스트레일리아

성매매 관리

케피털 테리토리

법령 1992 노동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ACT)

안전 법령2008

현장에 진입할 수 있음.

인권 법령2004
범죄 관련 법령



워크 세이프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검사관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보건 및 안전에

1900

관한 기준이 적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라도 성노동 업소와 같은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74항;
78항).


아래의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항목에서
인권 법령 2004 및 범죄에 관한 법령 1900에 관한
세부 내용을 확인 가능.



호주

범죄 규범에

범죄 규범에 관한 법령은 ‘노예와 성노예’ (270부)

커먼웰스[연방]

관한 법령1995

및 ‘인신매매와 부채 상환을 위한 노예 제도’ (271

(Commonwealth)

(CCA)

부)와 관련된 위법 내용을 포함함. 연방 경찰은
성노예, 노예 제도 혹은 인신매매 등의 위법 활동과

범죄 법령1914

관련된 현장에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수색할 영장을 신청 가능함 (270 & 271 부 CCA;
s3E & 3F 범죄 법령). 이 영장은 현장 주변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수색 및 알몸 수색의
실행을 허가함.


경찰관은 기소될 위법 활동의 조사를 도울 수
있다고 추정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음 (Cth.위법 활동은 12개월 이상의 감옥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3V항 범죄 법령).

참조: No. 8부 호주에 만연하는 성노동자와 성폭행, 위험 및 안전; 안토니아 쿼다라 박사; 호주 가정학
기관에서출판. http://www.aifs.gov.au/acssa/pubs/issue/i8.html#legal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경찰 조사 당시 혹은 직후 메모의 중요성
경찰 조사가 실시되는 즉시 혹은 조사 후 가능한한 즉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일을 메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정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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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사우스웨일즈 주 경찰
경찰관이 수색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 한 현장에 경찰의 진입을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주게 되면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경찰이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 사용 장소 그리고 다른 특별 사항, 파일 번호 등과 같은 영장의 세부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나중에 확인될 수 있고 유효 기간이 정확하지 않다면
수취된 증거는 영장의 부정확한 상황으로 인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들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기록하십시오.
참조: NSW - AussieLegal
https://www.aussielegal.com.au/articles/960/NSW/Criminal_Law/Police_Searches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해야 할 일
불만 사항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주십시오:


전화: 소비자 보조 라인1800 622 571.



직접 방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방문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청 불만 사항 폼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폼은 일반 경찰서에서 찾으시거나 아래의 웹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7/104974/p964nswpf complaint
_form.pdf) 그리고,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우편: 소비자 보조 라인, PO Box 3427, Tuggerah NSW 2259,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관의 행위에 관한 불만 사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맨


직접 방문: 580 George Street, Sydney 2000



전화: (02) 9286 1000



무료 전화: 1800 451 524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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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합 위원회.


우편: GPO Box 3880, Sydney NSW 2001



팩스: (02) 9321 6799



전화: (02) 9321 670



무료 전화: (호주 내에서 전화를 걸 경우): 1800 657 079



온라인: http://www.pic.nsw.gov.au/ReportMisconduct.aspx

이러한 기관을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은 대부분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국으로 보내져 처리됩니다.
참조: 뉴사우스웨일즈 경찰국; 뉴사우스웨일즈 ; 2010년 4월
1일 https://www.police.nsw.gov.au/services/complain_about_a_police_officer (입력 날짜: 201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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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랜드 주 경찰
성매매 허가 당국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를 관리합니다. 이 곳의 직원은 경찰관이 아니며
감사원이라고 불립니다. 감사원은 언제라도 현장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6,
52항 성매매 법령 1999 (Qld)) 그리고 성노동 활동을 조사 할 수 있습니다. (101(c)항)
성매매 법령 1999 (퀸즈랜드)에 의하면


성매매 법령 59항에 의해 경찰이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할 경우 경찰은 성매매 허가
당국의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라이센스 소지자 혹은 매니저가
60(c)항이나 (관련 서류 제공) 84항에 따라 경찰을 보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있는 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추정할 경우 경찰관은 85항에
따라 해당자에게 나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 혹은 성매매 허가 당국은 86항에 따라 라이센스 소지자 혹은 매니저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센스 소지자는 87항에 따라 반드시 라이센스 혹은 라이센스 번호, 성노동 업소의
주소, 라이센스의 유효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성노동 업소의 입구에 진열해야 합니다.

경위 혹은 상위 계급의 경찰관은 59항에 따라 영업 중인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하거나 다른
경찰관들이 그 곳에 진입하도록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61항에 따라 경찰관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에 진입 시 모든 세부 사항을 반드시 성매매 허가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찰력과 책임 법령 2000에 따라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을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물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고 있을 경우 그들은
이름, 직위와 소속 경찰서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성산업 법률- 퀸즈랜드; 2015년 4월 16일
http://www.scarletalliance.org.au/laws/qld/ (액세스된 날짜: 22/9/2015)
성매매 법령 1999,2014년 7월
1일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P/ProstitutA99.pdf (액세스된 날짜:
22/9/2015)
성매매 법령 1999 3부-진입할 권한 – 링크:
참조: 퀸즐랜드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4년 7월
19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qld/consol_act/pa1999205/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불만 사항
퀸즐랜드 경찰 서비스에 관련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https://www.police.qld.gov.au/apps/reports/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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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Policelink on 131 444;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전화, 우편
Queensland Police Service
Attention: State Coordinator, Complaint Management
GPO Box 1440 Brisbane, QLD 4001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조사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범죄 및 위법 행위
위원회에 전화, 팩스, 이메일, 편지, 예약 방문 혹은 웹사이트의 불만 사항 접수 폼을 이용하여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07) 3360 6060,



우편: GPO Box 3123, Brisbane, Qld 4001



직접 방문: Level 2, North Tower Green Square
515 St Pauls Terrace Fortitude Valley (방문 시 예약 필요)



웹사이트: http://www.ccc.qld.gov.au/corruption/report-corruption.

참조: 경찰관 관련 불만 사항 접수, 퀸즈랜드
경찰 https://www.police.qld.gov.au/online/ComplimentsandComplaints.htm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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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경찰
위법 관련 법률1953의 요약
성노동 업소에 진입하는 경찰관의 권한
32항에 의해 위원 혹은 상급 경찰관 또는 위원 혹은 상급 경찰관이 서면으로 임명한 다른
경찰관들은 언제라도 성노동 업소로 추정되는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SUMMARY%20OFFENCES%20ACT%201953.aspx
경찰 (성매매 허가 당국과 규정 절차) 법령 1985 – 17항
17— 구류된 상태에서 당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권리


(1) 구류된 상태에서 경찰관 혹은 구류와 연관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당국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조직에서는 반드시—



(a) 요청 하에 불만 사항 접수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이를 봉투에 담아 밀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제공됩니다



(b) 밀봉된 봉투는 수령함과 동시에 관련 당국에 배송합니다.



(i) 밀봉된 봉투에 관련 당국의 주소가 분명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밀 문서로
표기합니다.



(ii) 밀봉된 봉투가 관련 당국에 지연 없이 송달되도록 합니다.



(2) 요청된 내용은 아래 사항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1)—



(a) 반드시 불만 사항을 발생시킨 경찰관을 제외한 경찰관에게 요청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b) 요청은 반드시 가능한 빠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나 직무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속을 제외).



(3) 요청이 세분화 된 부서로 전달될 때 (1) 요청이 불만 사항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접수될 경우 그 경찰관은 가능한 빠르게 접수자의 구류 건과 관계된 직무를 맡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이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4) 밀봉된 봉투가 관련 당국에 세분화 된 부서로 보내질 때 (1), 관련 당국 직원 혹은
관련 당국의 위임을 받아 대행하는 직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봉투를 열거나 내용을
조사해서는 안됩니다. 최대 벌금: $2,500



(5) 혐의가 있는 자가 (4)분항 사항에 위반한 행위를 했지만 이와 관련된 행위가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혐의와 관련한 변호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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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POLICE%20(COMPLA
INTS%20AND%20DISCIPLINARY%20PROCEEDINGS)%20ACT%201985.aspx
참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5년 9월
15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sa/consol_act/soa1953189/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Andhttp://www.austlii.edu.au/au/legis/sa/consol_act/padpa1985434/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불만 사항 누구라도 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 혹은 경찰서의 경찰관(불만 사항과 관련된
경찰관을 제외)에게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행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Download and print
a form: http://www.policeombudsman.sa.gov.au/wp-content/uploads/2015/04/Office-ofthe-Police_Ombudman_complaint-form.pdf


직접 방문: Level 9, East Wing 55 Currie Street, Adelaide SA 5001



우편: Office of the Police Ombudsman, GPO Box 464 GPO, ADELAIDE SA 5001



전화: (08) 8226 8677



팩스: (08) 8124 4557



이메일: policeombudsman@agd.sa.gov.au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불만 사항과 관련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 ; 경찰 불만 사항 접수 당국;
http://www.policeombudsman.sa.gov.au/i-want-to-make-a-complaint/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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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스매니아 주 경찰
성산업 위법 사항 관련 법령 2005
파트 3 – 경찰관의 영향력
타스매니아 경찰관은 성산업, 교사 혹은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것과 관련된 위법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할 경우 13항에 따라 영장 없이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타스매니아 경찰관은 증거 없이 해당 인물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13(3)항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생년 월일을 말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사 혹은 상위 계급의 경찰관은 15항에 따라 성노동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현장에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찰관은 15항 (3)-(5)에 따라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15 항 (2)에 따라 영장 없이 수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15항 (3)에 따라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8항. 경사 혹은 상위 계급의 경찰관이 재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
경사 혹은 상위 계습의 경찰관은 18항에 따라 수입 근거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재정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재정에 관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18항 (2)에 따른 위법 행위입니다. 벌금: 벌금은 10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19항에 따르면 경찰관이 좋은 의도를 가졌을 경우 법률의 이 조항에 따라 행위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http://www.austlii.edu.au/au/legis/tas/consol_act/sioa2005253/
불만 사항
타스매니안 경찰에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접수해 주십시오.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전화: 경찰 보조 라인 131 444



우편: Commissioner Tasmania Police, GPO Box 308
HOBART TAS 7001



이메일: Tasmania.police@police.tas.gov.au

혹은 옴부즈맨 사무소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십시오.


직접 방문:



Ground Floor, 99 Bathurst Street, Hobart TAS 7000,



우편: GPO Box 960, Hobart TAS 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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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800 001 170 (타스매니아 집 전화로 전화를 걸 때 무료)



온라인: https://secure.justice.tas.gov.au/ombudsman_resolve_update/ombudsman_
complaint_form



이메일: ombudsman@ombudsman.tas.gov.au

참조: Tasmania Police; 12 May 2015 http://www.police.tas.gov.au/about-us/servicecharter//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The ombudsman Tasmania; 5 february
2015 http://www.ombudsman.tas.gov.au/making_a_complaint/how_to_make_a_complaint (액세스된
날짜: 22/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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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 주 경찰
빅토리아 경찰의 성범죄 반은 주로 성매매 관리 법령 1994 (SWA) 의 적법성을 검열합니다.


적어도 한 명의 동행한 경찰관이 경위 혹은 그보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빅토리아에 위치한 허가가 된 혹은 면제된 성노동 업소 및 에스코트 업체로 수색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62 SWA항).



방문 시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 혹은 매니저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이름과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58 SWA항). 경찰관이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하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나이가 기재된 증거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9 SWA항).

빅토리아 경찰은 체포되지 않은 사람을 수색할 자동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물을 숨기거나 위험한 무기 혹은 절도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수색할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구류됨과 관계 없이 경찰이 특정 증거를 찾기 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 수색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법원 영장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수색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무기 관리 법령 1990 10항)
경찰은 수색되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모든 수색 행위는 반드시 절차에 따라 녹음되어야
합니다 (무기 관리 법령 1990 10A항).
특히 위반 행위로 혐의를 받게 되면 변호사, 지역 법률 센터 혹은 빅토리아 리갈 에이드와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의사를 찾아가 사진도 찍으십시오.
참조: LIP: Legal Issues for Professionals; 15-16페이지 May 2009
http://www.communitylaw.org.au/stkilda/cb_pages/images/LIP%20Reprint%202009%20final%20versi
on.pdf (액세스된 날짜22/09/2015)

성매매 관리 법령1994 (Sex Work Act 1994)
경위 혹은 그 위 계급의 경찰관은 허가된 성노동 업소(62.1항) 혹은 등록된 개인
성노동자(62.2항) 와 관련된 장소에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62.2항). 경찰이 일하는 곳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최대 일 년의 구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3항). 그 후 경찰은 반드시 소비자
문제 및 사업체 허가 당국에 발생된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62.4항). 거주지가 성노동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62.5항).
경찰은 성노동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현장에 진입할 수색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6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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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혹은 그 위 계급의 경찰관은 수색 영장을 발급 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의 원인으로 범죄
증거가 소멸될 수 있다고 간주할 경우 수색 영장 없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64항).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진입하는 이유와 현장에 진입하기 전 모든 경찰의 이름을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64항(2)-(3)). 이 때 경찰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64항(4).
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견한 개인 정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61Z항).
www.legislation.vic.gov.au 그리고“오늘날 빅토리아 법률”을 클릭하십시오.
참조:VICTORIAN CONSOLIDATED LEGISLATION;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5년
9월21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vic/consol_act/swa1994129/ (액세스된 날짜: 2015년 9월22일)

불만 사항
빅토리아 경찰관의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PO Box 913, Melbourne VIC 3001



전화: 1300 363 101



이메일: PSCPOLICECONDUCTUNITCOMPLAINTSANDCOMPLIMENTS@police.vic.gov.au



온라인: http://www.police.vic.gov.au/content.asp?Document_ID=11933

부패와 심각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불만 사항은 경찰 통합 사무소 Independent Broad-based
Anti-corruption Commission:


전화: 1300 735 135



온라인: https://www.ibac.vic.gov.au/reporting-corruption/complaints-form

Print the form at http://www.ibac.vic.gov.au/docs/default-source/complaintforms/ibac-complaint-form-master-september-2015.pdf?sfvrsn=2 and


이메일: info@ibac.vic.gov.au



우편: GPO Box 24234, Melbourne VIC 3001

빅토리아 경찰은 게이 또는 레즈비언 상담 경찰관이 있어 조언, 도움 및 추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찰관들은 경찰과 게이 및 레즈비언 단체와의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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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방 경찰과 대면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걱정이 되거나 경찰관으로부터의 반응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에 연락처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이 및 레즈비언 상담처


전화: (03) 9247 6944



이메일: melbourne.gllo@police.vic.gov.au

또한,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지역의 빅토리아 게이 및 레즈비언 상담 경찰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lice.vic.gov.au/content.asp?a=internetBridgingPage&Media_ID=967
43
참조:Victoria Police - Compliments and Complaints; 11 September 2014
http://www.police.vic.gov.au/content.asp?Document_ID=11933 (액세스된 날짜24/09/2015)
Complaints about police | Victoria Legal Aid; 21 July 2014. https://www.legalaid.vic.gov.au/findlegal-answers/police-powers-and-your-rights/complaints-about-policet (액세스된
날짜24/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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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경찰
성매매 법 2000
23항 정보를 획득할 권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현재 상업성 성노동 서비스 조항과 관련한 조사와 위반 행위에
관한 법 집행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조사 법령 2006에 의거하여 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영장을 발급받는 것(41-45항), 공공
장소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것(34항), 혹은 치안을 방해하는 폭력 행위나 위법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진입할 권리(35항) 등의 다양한 경찰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경찰은 영장 없이 기본 몸 수색 및 알몸 수색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63-65항).
경찰은 조직된 범죄와 관련된 지역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수색, 압류, 조사 및 경찰
행위에 대한 막대한 권한의 부여를 위해 부패 및 범죄 위원회 법령 2003의 네 번째 부에 의거한
부패 및 범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돈, 혹은 부동산 세탁을
포함합니다(범죄 규범 563A항). 그러므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성매매 현장이 조직
범죄에 의해 돈 세탁 장소를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할 경우, 부패 및 범죄 위원회 법령 2003에
의거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획득한 자산의 압수에 관한 법령 2000은 또한 설명될 수 없는 자산 혹은 범죄로 획득한
혜택 등과 같은 특정 자산을 조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매매 법령 2000에 의거하여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경찰은 또한 서류 혹은 유사한 물품을
제시하거나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요구하는 특권을 부여
받았습니다(s23). 성노동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거나 서류를
제시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 년 간의 감옥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나 혐의 없이 수색, 압류 및 구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몸 수색
혹은 체강[신체 내부] 수색을 실행할 권한을 포함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범죄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색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강[신체 내부] 수색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지만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구류되거나 경찰관과 함께 수색을 위해 의료 전문가 혹은 등록된 간호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9항, 성매매 법령 2000). 성노동자는 필요한 정당한 기간 동안 구류될 수 있으며
경찰은 수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자가 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위법 행위를 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이전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2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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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노동과 관련된 특정 행위가 그곳에서 발생하거나 성노동 행위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할 경우 영장 없이 언제라도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6(4)항)
경찰은 현장에 진입하고 범죄 행위의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30일 간의 기간을 가진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7항).
비밀 경찰
경찰관은 손님이나 성노동자인 자와 관련된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 손님이나 성노동자를 가장할
수 있습니다 (35항). 경찰 위원에서 발급된 증서로 경찰관은 비밀 경찰로 가장할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53항). 경찰관은 비밀 경찰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 성매매 권유) (56항).
기밀성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정보를 획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성매매 법령과 관계된 위법 행위를 처리하기 위한 직무 수행 중 장관
혹은 정보 관련자의 임명장을 수령하거나 혹은 승인된 상황이었을 경우입니다 (58항).
참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WESTERN AUSTRALIAN 16
September 2015 http://www.austlii.edu.au/au/legis/wa/consol_act/pa2000205/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Western Australian Legislation; 13 September 2013
http://www.slp.wa.gov.au/legislation/statutes.nsf/main_actsif.html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불만 사항
경찰관의 행위와 관련해 불만 사항이 있을 때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혹은 해당 경찰서나 지역 경찰서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



우편: Police Complaints Administration Centre, Level 10, Septimus Roe Square, 256
Adelaide Terrace, Perth WA 6000



전화: Police Complaint Administration Centre (08) 9223 1000



팩스: (08) 9223 1010



이메일: police.complaints.administration.centre@police.wa.gov.au



온라인: http://www.police.wa.gov.au/Aboutus/Commendationscomplaints/Onlineco
mplaint/tabid/1684/Default.aspx

A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Commissioner of Police is sent to the Crime and Corruption
Commission (CCC) and so you may receive letters from the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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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 Corruption and Crime Commission of Western Australia,186 St George's
Terrace, Perth WA



우편: PO Box 7667, Cloisters Square, Perth WA 6850
Use form:
https://www.ccc.wa.gov.au/Reporting/Documents/Serious%20Misconduct%20Repor
t%20Form.pdf



전화: (08) 9215 4888, ask for the Complaint Assessment Unit



무료 전화: 1800 809 000



팩스: (08) 9215 4884



이메일: info@ccc.wa.gov.au



온라인: https://www.ccc.wa.gov.au/Reporting/Pages/ReportMisconduct.aspx

참조: 경찰에 대한 불만 사항;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리갈 에이드;
http://www.police.wa.gov.au/Aboutus/Commendationscomplaints/Complaintsadministration/tabid/12
94/Default.aspx and https://www.ccc.wa.gov.au/Reporting/Pages/reportingMisconduct.aspx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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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던 테리토리 주 경찰
성매매 규정 법령
특정 현장에 진입할 경찰의 권한
경찰 위원의 위임장을 발급 받은 모든 경찰관이나 경사 혹은 그 위 계급의 경찰관들은 성노동
업소나 성노동 업소로 의심되는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52항)
경찰은 허가된 에스코트 업체에 언제라도 진입할 수 있고 운영자의 라이센스와 라이센스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항 (3))
에스코트 업체가 진입을 막을 경우 경찰은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52 항 (4))
경찰이 에스코트 업체로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이 년
간의 감옥행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52 항 (5))
경찰관이 현장에 진입한 후, 경찰 위원은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노던 테리토리 라이센스
위원회의 의장에 경찰 행위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통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52 항 (6))
50항 기밀성
경찰관이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고용되거나 관련된 또는 이 법령의
행정 혹은 집행과 관련되어 획득한 정보를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a) 정보와 관련된 자의 동의



(b) 이 법령의 행정 혹은 집행과 관련 (성매매 규정 법령).

참조:
노던 테리토리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5년 9월
21일. http://www.austlii.edu.au/au/legis/nt/consol_act/pra317/index.html#p3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불만 사항
노던 테리토리 경찰국의 고용인에 관한 정식 불만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Professional Standards Command, PO Box 39764, Winnellie NT 0821



전화: 1800 750 984



팩스: (08) 8901 0322



직접 방문: 당신은 어떤 경찰서 프런트 데스크에 불만을 제기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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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사항 접수 혹은 관련된 윤리 및 전문성의 기준을 담당하는 매니저의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경찰 보조 라인 13144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옴부즈맨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http://www.ombudsman.nt.gov.au



직접 방문: Darwin Office 12th Floor, NT House, 22 Mitchell Street, Darwin NT 0800



우편: PO Box 1344 Darwin NT 0801



전화: (08) 8999 1818, 무료 전화:1800 806 380



팩스: (08) 8999 1828



이메일: nt.ombudsman@nt.gov.au

참조: 경찰관에 대한 불만 사항; 노던 테리토리
경찰; http://www.lawstuff.org.au/nt_law/topics/police/complaints-about-police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The Ombudsman NT http://www.ombudsman.nt.gov.au/node/47/contact-us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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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주 경찰 (또는 호주 연방 경찰)
성매매 법령 1992
28 경찰에 의한 진입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추정할 시 성노동 업소나 에스코트 업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a) 20, 21 혹은 23항과 관련된 위법 행위가 현장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는 중이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b) 범행이나 그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위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범법자를 체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0항: 아동에게 상업적 성매매를 하도록 할 경우 등
21항: 아동 성매매의 행위
23항: 현장에 아동이 있을 경우
참조: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법률 등록
http://www.legislation.act.gov.au/a/1992-64/current/pdf/1992-64.pdf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통합 법령; 오스트랄라시아 법률 정보 기관; 2015년 9월
21일http://www.austlii.edu.au/au/legis/act/consol_act/pa1992205/ (액세스된 날짜: 24 /09/2015)

인권 에 관한 법령 2004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사생활 및 평판,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인권에 관한 모든 내용은 인권 법령
2004의 세 번째 부분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www.legislation.act.gov.au/a/20045/current/pdf/2004-5.pdf.
경찰관은 인권을 고려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40B항).

범죄 관련 법령 1900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은 범죄 관련 법령(Part 5; s194; s195) 에 의거하여
성노예 위법 행위와 관련된 현장을 수색할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은 현장 및
근처에서 일반 및 알몸 수색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신체적 폭행 혹은 즉각적인 상해의 위험이나 자산에 손해가 있을 시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진입은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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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어야만 합니다 (190항). 경찰이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거나 그 행위를 발생했다고 추측 시
관련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자에게 이름과 주소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211항).
불만 사항
호주 연방 경찰 전문 기준 지역은 ACT 바깥 지역에서 운영되는 AFP 회원과 마찬가지로 ACT
지역 경찰 회원들과 관련된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 모든 AFP 사무소, 또는 모든 AFP 경찰서



우편: Professional Standards, AFP, GPO Box 401. Canberra ACT 2601



전화: Professional Standards Hotline (02) 6131 6789



이메일: PRS-Complaint CoordinationTeam@afp.gov.au



온라인: 다음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폼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불만 사항 접수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호주 옴부즈맨 (법 시행 옴부즈맨과 같음)은
ACT에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AFP 회원에 대한 불만 사항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은 개개의 AFP 회원들의 행위 혹은 행동 또는 한 기관으로써 APF의 정책
혹은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접수될 수 있습니다;


우편: GPO Box 442, CANBERRA ACT 2601



전화: 1300 362 072



팩스: (02) 6276 0123



이메일: ombudsman@ombudsman.gov.au



온라인: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html?formCod
e=act-complaint-form

참조: 호주 연방 경찰과 관련된 불만 사항 접수; http://www.afp.gov.au/~/media/afp/pdf/c/feedbackabout-the-afp.pdf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호주 옴부즈맨 http://ombudsman.act.gov.au/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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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 경찰
연방 경찰은 노예, 성노예 혹은 인신매매 위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일하는 곳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경찰은 이민성, 센터링크 혹은 호주 국세청과 같은 다른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곳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진 신분증을 포함한 신분 확인 배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동의 하에 혹은 영장을
가져야 현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 경찰은 테러리스트 행위와 위법 행위와 관련된 권한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안티테러리스트 법안에 의해 연방 경찰은 정지, 수색, 진입 및 구류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성노동 업소에서 자주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색, 심문 혹은 구류의
경찰 권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규범 법령 1995


270절 — 노예, 성노예 및 사기성 있는 채용



271 절—인신매매 및 부채 상환을 위한 노예성 제도

범죄 법령 1914
경찰은 현장에 증거가 있거나 72시간 내에 증거가 소멸 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추정할 경우, 현장
및 차량을 수생할 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E항). 영장에 권위를 부여 받은 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수색을 함과 동시에 지문과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수색을 하고
영장에 정해진 다양한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급된 것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다른 증거가 있거나 다른 심각한 범죄의 증거
혹은 증거 물질이거나 또는 범죄 행위 법령 2002에 의거하여 현장을 부패시키는 물질일 경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은닉되고 절도
당하거나 파기되거나 혹은 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사용됨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3F항).
알몸 수색이나 일반 수색이 현장이나 근처에서 실행될 경우 반드시 영장에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용의자가 증거물이나 압류 가능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될 때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3F항). 여기에서 압류 가능한 물품의 의미는 무기와 같이 위험한 모든 물건이나
합법적으로 구류되어 있는 자를 탈출 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또한
현장에서 수색하여 발견한 물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영장에 기재된 현장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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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영장에 사람의 내용이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게 영장
사본을 제공합니다(3H항).
참조: COMLAW; www.comlaw.gov.au (액세스된 날짜 2015년 9월 24일)
LIP: 전문가를 위한 법적 이슈; 15페이지
http://www.communitylaw.org.au/stkilda/cb_pages/images/LIP%20Reprint%202009%20final%20versi
on.pdf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불만 사항
AFP의 불만 사항 수속은 연방 경찰인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서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연방 정부가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경찰서와 같은
수속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털 테리토리 항목에서 불만
사항이 어떻게 접수되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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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직원과 의사 소통 시
만약 여러분이 호주에서 성노동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성노동자들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경우 일하는 곳이나 성산업
광고를 통해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민성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비자 상태 (모든 노동권 포함) 및 온라인으로 해당 비자에
포함되는 권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rder.gov.au/vevo
여러분이 일하는 곳을 방문하는 이민성 직원은 반드시 공식 신분증과 유효한 수색 영장 혹은
진입을 허락하는 사업주의 동의와 함께 담당자(사업주나 공인된 매니저)에게 방문 목적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성 직원들은:


현장 전체, 핸드백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합리적인 힘만 행사할 수 있고 탈출, 자해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노동자가 탈의 상태라면 몸을 가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성노동자가 재킷 혹은 코트를 탈의하는 것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류된 자의 몸수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권, 운전 면허증, 학생증 혹은 메디케어 카드와 같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자 대행 업체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민성 직원에게 이민 대행 업체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민성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일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이민 대행 업체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면 저희 측으로
연락하셔서 추천 업체를 확인하십시오.
이민성 직원에게 개인 정보의 중요성과 기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민성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물으십시오. 이민성 직원에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입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구류된 상태일 경우 통역가를 요청할 수 있고 통역가가 도착하지 않을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언, 이민 대행 업체로부터 이민 상담 혹은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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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부터 영사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을 모든 합리적인
시설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민법 1958 256항)
합법적인 호주 시민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 조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답변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 1958 257항(Cth)).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혹은
왜곡된 답변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의 감옥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구류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은 경우 그 전화가 이민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일할 때
사용하는 이름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이전 기록으로 보아 이민성에서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민성이나 경찰을 가장한 장난 전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조: MIGRATION ACT 1958 - Australasian Legal Information;
http://www.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ma1958118/ (액세스된 날짜 24/9/2015)
LIP: 전문가를 위한 법적
이슈;17페이지 http://www.communitylaw.org.au/stkilda/cb_pages/images/LIP%20Reprint%202009%2
0final%20version.pdf (액세스된 날짜 24/9/2015)

만족하는 부분이나 불만사항 혹은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민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피드백 라인으로 업무 시간에 전화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3 177



아래의 주소로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The Manager, Global Feedback Unit, GPO Box 241, Melbourne Victoria 3001



온라인: http://www.border.gov.au/about/contact/provide-feedback/complimentscomplaints-suggestions/visa-citizenship-service



가까운 이민성으로 직접 방문하십시오.

이민성 직원의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한 태도는 편지, 전화,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불만 사항 접수
서류 등의 방식으로 반드시 커먼웰스 옴부즈맨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우편: GPO Box 442, Canberra ACT 2601



전화: 1300 362 072 Fax: (02) 6276 0123



이메일: ombudsman@ombudsman.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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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https://forms.business.gov.au/smartforms/servlet/SmartForm.html?formCod
e=oco-complaint-form

참조: 만족 사항 및 불만 사항; 이민성
http://www.border.gov.au/about/contact/provide-feedback#b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Commonwealth Ombudsman http://www.ombudsman.gov.au/pages/contact-us/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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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과 상담 시
호주 국세청 직원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인물이나 사업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정보를 제공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서류를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은 고객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서류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 국세청은 고객에게 세금
관련 상담을 하는 감사원의 서류 혹은 일반 회계사가 준비한 서류를 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https://www.ato.gov.au/General/Gen/Guidelines-to-accessingprofessional-accounting-advisors--papers/
호주 국세청은 모든 건축, 현장, 자료 및 서류 (263항, 소득세 법령 1936, 다른 관세 법령의
범위의 유사한 조항) 를 입수할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국세청은 수색
영장 없이 모든 건축물 내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호주 국세청이
서류가 파기 혹은 변경되었다고 간주하거나 세금 관련 범죄 조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기습 수색 실행



필요 시, 무력으로 현장 진입



필요 시 은행이나 그 외 장소의 대여 금고를 물리적인 힘으로 염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후 국세청은 법적 대표와 상담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합니다.
모든 검토 및 감사 진행 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모든 서류 복사 (그러나 국세청은 발견된 서류를 압류할 수 없음)



납세자의 작업장, 복사기, 전화, 빛, 전력 및 그 외 다른 시설을 합리적으로 사용



서류가 있는 위치와 관련한 정보 요구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 후 국세청은 법적 대표와 상담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합니다. 호주
국세청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조: http://www.ombudsman.gov.au/files/onlineATO_access-without-notice_20100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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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찰, 이민성 혹은 국세청 직원과 대면 시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사항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427/Download (액세스된 날짜: 24/09/2015)

그 외 사람들이 정보를 엿듣거나 획득하지 않도록 다음의 방법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일하는 곳의 방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 안에 두 명의 국세청 직원이 동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요구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국세청 관련 내용을 회계사나 세금 관련 문제 대행 업체에 바로 위탁합니다.



호주 사업체 번호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 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것을
제공합니다.



호주 국세청 직원의 명함을 요구하고 좀 더 개인 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전화를
걸거나 이 메일을 보내어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주거나 국세청에 요구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연락을 하거나 답장을 보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제공하는 주소는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용된 세금 신고 대리인 혹은 회계사의 주소



사서함



거주지 주소



그 외 지정된 주소

호주 국세청이 제공한 주소로 편지를 보낼 경우 반드시 응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호주
국세청은 세금 법률 준수에 관한 방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이 대화를 엿듣게 되어 여러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경우에는 국세청 직원은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통화 시 내용은 여러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혹은 다른 개인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조:SWOP NSW, “전문가” 57부, 2006년

35
Scarlet Alliance Migration Project
http://www.scarletalliance.org.au/korean

